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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가동으로
공공의료에 기여하다
국군수도병원 감염관리실장
오홍상 중령

하얀색 우주복 같은 옷을 입은 의료진들이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병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은 익숙한 장면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 메르스 유행이 발생하면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군
수도병원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과 장병들은 드물 것입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메르스, 에볼라 등과 같이 전염력이 강한 신종 감염병 환자들의 입원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
본부에서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 시설입니다. 현재 전국에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군수도병원은
그 중 유일한 군 의료시설입니다.
국군수도병원은 2006년 질병 관리 본부로부터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지정받아 8개의 음압 병실(1인실 3개실, 다인실 5개실)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국내 첫 확진 환자가 입원했었고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는 확진 환자 3명, 의심 환자 14명, 관찰 25명(민간인 6명, 군인
35명, 주한미군 1명)을 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현역 장병과 경기도 남부에
거주하는 도민 중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의심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해왔습니다.
2016년, 시설 노후화와 감염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2017년 10월부터 병동 리모델링을 시작
하였으며 2018년 8월 말 완공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압 1인실 8개실과 각 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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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고 독립된 냉난방, 급배기 시스템 등 지원 시설도 보강되어,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적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9월 20일로 예정되었던 개소일을
앞당겨 9월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의심 환자 5명(군인 1명, 민간인 4명)에 대해 진료하였습니다. 의심 환자
중 확진된 인원은 없으며, 전원 쾌유하여 퇴원하였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어느 병원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감염병 전문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의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이미 시작하였고
담당 의료진들은 연습이 아닌 ‘실전’을 겪으면서 전문성을 더 높이고 있으며,
24시간 진료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 한 건의 추가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환자에게 완벽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군수도병원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2019년에 개소할

그림2. 국군수도병원 위기대응 모의훈련

‘국군외상센터’와 함께 군 의료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면모를 보여주는상징입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진료와 민·관·군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신종 감염병 대응에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